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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비해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
- 그리고 해리스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임.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김정은에 대해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
으로 간주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그런데 블링컨은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비축소’ 협상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임.
❍ 올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
-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2월 중순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
- 북한은 최선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
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는 강경한
대화 거부 입장을 천명
❍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5~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 및 방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
그리고 4월 2일 워싱턴 DC에서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정책에서 비핵화가 중심적 요소가 되고 북한인
권 문제도 필수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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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핵감축을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대북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
-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가동되었던 한미워킹그룹 수준이 아니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수준에서의 전
략적 협의 채널 제도화가 바람직
❍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무엇보다도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핵무기의
총량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 약속이 필요
- 북한이 포괄적 신고와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약속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
는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전제로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와 한미연
합훈련의 잠정 중단 또는 축소를 고려해야
❍ 북한 핵능력의 감축과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매년 북한의 핵능력을 10% 정도씩 감축하고 그에 상응해 대북 제재도 10%
정도씩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미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비핵화
가 1/3~1/2 정도 진행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가장 큰 영향
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
-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의 활용이 필요.
- 현재 중국은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4자회담 개최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 미국의 전현직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핵 4자 또는 6자
회담 재개에 긍정적 입장.
- 4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6자회담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정부는 미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접근법이 가장 유효한
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유일한 대북 정보유입 방법은 아니며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방법이라는 점을 미 행정부는 명확히 인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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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과거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문제의식 하에
미국이 어떠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행정부 출범 직후
부터 기존의 대북정책을 검토하기 시작
- 북핵 문제가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모든 미 행정부를 괴롭혀온 어려운 문
제였고, 미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
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긴밀한 상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
하고자 노력
-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북핵 문제 해결과
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음.
❍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완료에 근접한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에는 김정은과 북한을 보는 시각,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북미대화, 대북 제재와 남북협력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 인권과 대북전단살포 등의 문제에서 큰 입장 차이가 존
재.
- 반면에
장기적
- 따라서
좁히고

양국 정부 모두 북핵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존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이후에도 한미 간에 입장 차이를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

❍ 본 브리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대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분석할 것임.
-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함.
- 이어서 본고는 북한의 핵능력 감축을 위한 한미 공동의 전략 수립, 미국․중
국․남북한 등이 참가하는 북핵 다자회담 추진, 북한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점진적 접근,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등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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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대북 인식
❍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이 북한을 바라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인식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함
-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는 매우 큰 차이
가 존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
라고 간주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김정은과 북한을 악마화해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을 선호하고, 북
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며,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한국 정부와는 대북 접근법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에 대한 미 행정부와 전문가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배경에는 김
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김정은의 대미
호전적 발언, 장성택 처형, 김정남 암살, 북한에 억류됐다 귀환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 일부 탈북자들의 미국 의회에서의 과장
된 북한인권 상황 증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에 한국어에 능통하고 북한의 내부 상황과 정책 변
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북한 전문가가 드문 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한 배경으로 작용
김정은과 북한을 악마화해서 보는 시각은 다시 대북 강경론으로 연결되어
미북 협상의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 조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특
히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암살로부터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바이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을 ‘독재자’, ‘폭군’, ‘도살자’
그리고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그에 대해 “이 자는 본인 삼촌의
머리를 박살내고 공항에서 형을 암살했다”며 “그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구속되는 가치란 것을 모르는 자”라고 비판.1)
❍ 바이든은 이처럼 김정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1) https://abcnews.go.com/Politics/biden-campaign-pushes-foreign-policy-credentials-ad-imp
eachment/story?id=66923680 (accessed: April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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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혹평
바이든은 2019년 9월 워싱턴포스트(WP) 설문조사에서 “TV용으로 만들어
진 세 차례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약속을 하나도
못 받아냈다. 단 한 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도 파괴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검열관도 현장에 있지 않다”고 비판.2)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이같은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매우 대조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바이든의 평가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미군유해 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으
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
❍ 바이든은 자신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 표명
- 바이든은 다만 김정은이 “핵능력을 축소하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
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따라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미․중․남북한 등이 참가하는 북핵 다자회담에
서 북한 핵능력의 축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바이든-김정은 회담
성사 가능성은 희박
❍ 결국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연결
- 바이든은 2019년 9월 워싱턴포스트(WP) 설문조사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
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하기 위해 협상팀에 힘을 실어, 동
맹국과 그 외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조율되고 지속적인 계획에 시동을 걸겠
다”3)고 밝힘.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비해 공격적인 비난은 상대적
으로 자제
해리스는 2019년 6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미국
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말하길
원하겠지만, 트럼프가 가장 큰 위협”이라며 “트럼프는 사진을 찍기 위해
독재자인 김정은과 포옹을 했다”고 답변.
2)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politics/policy-2020/foreign-policy/north-koreanuclear-kim-jong-un/ (accessed: April 4, 2021)
3)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politics/policy-2020/foreign-policy/north-koreanuclear-kim-jong-un/ (accessed: April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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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는 2019년 8월 미 외교협회에 보낸 북핵 정책 답변서에서는 “김정
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했음. 그러면
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양보를 얻지 못하고 김정은에게 ‘홍보
승리’를 안겨줬다”고 비판.
해리스는 2019년 11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트럼프는 (김정은
에) 낚였다”며 “트럼프는 우리의 국가안보가 걸린 한미 훈련을 1년반이
나 중단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김정은과) 사진을 찍었다”고 트럼프를
비판.4)
❍ 카멀라 해리스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임.
해리스는 2019년 8월 미 외교협회(CFR)에 보낸 북핵 정책 답변서에서 북한
에게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의 비결이라고 지적
하면서 “나는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진지하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별적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그리고 “그 제재 완화는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다면 즉시 되돌릴 수 있어
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에 긍정적
입장 표명.5)
❍ 김정은에 대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시각은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
로 매우 비판적
2020년 9월 블링컨은 미 CBS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김정은에 대해 ‘세
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이라고 두 번이
나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를 강하게 비판.
당시 그는 “우리는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과 ‘러브레터’라 부르는
것을 교환하는 대통령을 가졌다”며 “김정은과 아무 준비 없이 세 번의
무의미한 정상회담을 했다”고 트럼프에 대해 혹평.
그리고 그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도둑질
기술’로 바뀌었다”며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 미국 대통령과 세
계 무대에서 동등한 위치에 섰다”고 김정은과 트럼프를 거칠게 비판.6)
❍ 토니 블링컨은 지난 3월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의 권위주
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4) 『경향신문』, 2020. 08. 13.; 『조선일보』, 2020. 08. 13.
5) https://www.cfr.org/article/kamala-harris (accessed: April 4, 2021)
6) 『연합뉴스』,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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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비판
그리고 “우리는 (북한)주민과 함께 서서 이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상대로
기본권과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7)
❍ 토니 블링컨은 이처럼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
만,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비축소’ 협상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보임.
블링컨은 2020년 11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현실은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단기간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
함.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군축협상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군비축
소 과정이 시행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8)
❍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보다 실무회담과 한국, 일본,
중국도 참여하는 협상 방식을 선호.
그리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특히 중국의 압박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단살포 등 외부로부터의 대북 정보 유입도 필요하
다고
또한
상을
다는

평가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축협
통해 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7) 『연합뉴스』, 2021. 3. 17.
8) https://www.newsweek.com/what-antony-blinken-said-about-key-foreign-policy-issues-1549404 (acce
ssed: April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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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정책 검토
❍ 지난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
- 1월 22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의
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
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
라고 설명.
- 그는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
고 말함.
- 그러면서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9)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1월 31일 미 NBC방송과 가진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떠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동맹국들과 협의해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
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음. 또 “이 일을 하
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대답.10)
❍ 2월 3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 행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
-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대북 정보 유입
등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질의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고려하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심하겠다”고 답변.
-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와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인권·노동권을 증진하고 인
권유린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동반자들과
9) 『연합뉴스』, 2021. 1. 23.
10) 『연합뉴스』,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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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 이어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인권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같은 의견의 동반자들과 연합하고 있다”고 설명.
-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
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옹호한
다”며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높이기 위해 동반자들과의 협력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변11)
❍ 이후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
했으나 실패
- 로이터통신은 3월 13일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2월 중순 이후
뉴욕(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힘. 그러나 이 관리는 “현재까지 평양으로부
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임.12)
- 이와 관련 북한은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
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
- 최선희는 또한 담화에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백악관, 국무성,
재무성, 사법성 등이 줄줄이 나서서 미국은 여전히 북조선 억제에 중요한

…

관심을 두고 있다느니, 추가 제재와 외교적 자극[인센티브]을 포함하여 어
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라고 지적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13)
❍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5~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 및 방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
그리고 4월 2일 워싱턴 DC에서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한 중인 3월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11) 『연합뉴스』, 2021. 2. 4.
12) 『연합뉴스』, 2021. 3. 14.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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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
- 블링컨은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공통의 도전과제
로 꼽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북한
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14)
- 블링컨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과 핵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
북정책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일 간의 의견 조율은 4월 2일
한미일 안보실장 간에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
-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워싱턴DC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나
대면 회의를 진행
- 이들은 회의 후 백악관이 배포한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
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또한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
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함.
- 이어서 성명은 3국 안보실장이 한국 이산가족의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지속적인 동맹의 헌신을 재확인했다”고 밝힘.15)
❍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
다”며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
서 뜻을 같이했다”고 밝힘.
- 그리고 서 실장은 미측에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고도 말함.
-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측의 이같은 입장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의문이지만
이같은 한미 고위급 협의 과정을 통해 한미 간의 이견이 조금은 좁혀질
수 있을 것.

14) 『연합뉴스』, 2021. 3. 17.
15) 『연합뉴스』,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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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1. 북한의 핵능력 감축을 위한 한미 공동의 전략 수립
❍ 올해 1월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술핵무기, 고체엔진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밝힘
- 그리고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으며 군사정찰위성
설계도 완성했다고 구체적으로 공개
- 김정은이 이처럼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만약 미국이 조기에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5년 이내
에 핵잠수함, 전술핵무기 등을 보유한 북한의 심각한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에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북한은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
정되며 2027년까지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16)
❍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핵감축을 이끌어내
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대북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한미 공동의 로드맵과 전략 수립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음.
-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 방법과 관련해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었고,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일방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능력
의 실질적인 감축을 이끌어내지 못했음.
-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진지하고 검증가능
한 조치를 취한다면 선별적 대북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 것도 어려운 과제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동맹국의 제안을 적극 검
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북협상 전략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가동되었던 한미워킹그룹 수준이 아니라
16) 브루스 W. 베넷 외,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울: 랜드연구소/아산정책연구원, 2021),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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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의 채널 제도화가 바람직
- 한미 협의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북핵
문제가 외교부나 국방부 또는 통일부의 독자적 정책결정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이기 때문
❍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 무엇보다도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핵무기의
총량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핵프로그램의 동결 약속이 중요
- 북한이 이와 같은 포괄적 신고와 핵프로그램의 동결을 약속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전제로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 중단 또는 축소를 고려해야
- 이 단계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의 정제유
수입 제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만약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면 제재를 원상태로 복원하는 방안도 합의 사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임.
-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처
음부터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핵무기의 폐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중국
이나 러시아를 통해 사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북한 핵능력의 감축과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매년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핵능력을 10% 정도씩 감축하고 그에 상응해
대북 제재도 10% 정도씩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무기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
- 10년 내외의 기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17)
- 미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비핵화가
1/3~1/2 정도 진행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1990년대 초반 북핵 위기 이후 오랫동안 북핵 협상과 북핵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도 최근 ‘38 노
스’ 기고문에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주장
17) 대니얼 디페트리스
전히 제거할 시점을
웨이(워싱턴 정가)의
주장. 『연합뉴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
한참 지났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벨트
근시안적인 비핵화와 관련한 집착” 때문에 이런 점이 거듭 상기돼야 한다고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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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
한 1단계 협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대 제한(영변 핵시설의 폐쇄
와 북한 전 지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농축과 재처리 과정 중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의 영구 금지 등)과 합리적인 인센티브(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개시, 워싱턴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연합군사훈련
제한, 인도적 지원, 특정 남북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제재 예외, 기존 유엔
제재 일부의 한시적 중지와 중지의 주기적 갱신 등)의 교환을 주장.
- 그런데 아인혼은 1단계 협정에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명
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일보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18)
-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것만이라도 막을 수 있으
면 다행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일정과 대상 그리고 상응조치 목록
에 대해 먼저 포괄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1단계 협정에만
합의한다면 이후 북한 또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게 되
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 존재
❍ 한미 공동의 대북 협상안이 마련되면 코로나 19 보건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직접 김정은에게 협상안을
제시하고 담판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 2018년의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방북을
통해 성사
- 미국은 북한이 수용한다면 언제라도 블링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직접
만나 미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제재 완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
탄회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바람직

2. 미국과 중국, 남북한 등이 참여하는 북핵 다자회담 추진
❍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무
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 따라서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18)

Robert Einhorn, “The North Korea
Administration,” 38 North, Mar 26, 2021.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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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
두기 어려움.
-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참가하는 4자회담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이 미국의 회담 제안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체제 안정을 위해 중국과
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이 회담 참가를 요구한다면 이를 계속 거
부하기는 어려울 것
- 만약 북핵 다자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대북제
재 완화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모든 관심사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미북 양자회담에서보다 실질적인 진전
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참가하는 북핵 다자회담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북핵이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안보와도 직결
되는 문제이기 때문.
- 북핵은 미국의 비확산체제에 도전이 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에 가장 큰 위협 요인.
-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인해 한국에 미군의 사드가
배치된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핵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시켜 중국의 안보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 북핵 다자회담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북미 간의 뿌리 깊은 상호불신과
적대의식 때문.
- 미국은 북한의 핵협상 의지에 강한 불신을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양자 협상을 재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회담이 개최되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이행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이 협상에 참가해 미국과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절충안 또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핵무기 폐기 과정에서도 중국이 참여해 그 과정
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 만약 북핵 4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이 회담을 일본과 러
시아도 참가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해 북․일 관계 정상화 카드를 가지고 북
한에게 더욱 비핵화 결단을 촉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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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미․중 경쟁 국면에서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과거처럼 북핵 다자
회담을 열어 협력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중국의 핵심 싱크탱크와 미국 및 한국의 일부 전문가는 북핵
4자회담 개최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전현직 행정부 인사들 다수
는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그리고 지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新疆

신장(
), 홍콩, 티베트, 대만 등 많은 이슈에서 충돌했지만 기후변화,
이란, 북한 등 문제에서는 협력을 모색했음.19)
❍ 현재 중국은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북핵 4자회담 개최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국 외교전략에 정통한 쑤하오(蘇浩·61) 외교학원 교수는 올해 1월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핵 4자 회담을 원한다”고 주장.20)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월 20일 중국 통일전선부 산하의 ‘세
계화싱크탱크(全球化智庫·CCG,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는
‘바이든 시대의 중국과 미국: 추세와 대응’이란 제목의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해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12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지
막으로 북핵 4자 회담을 제안. 보고서는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북핵 문제
는 세 차례의 ‘트럼프-김정은 회담’ 후 교착 국면에 빠졌다”며 “6자
회담이 실패했다는 인식 아래 중국·한국 및 미국이 4자 회담을 열어 한반
도 핵 문제에서 단계별(分階段) 순차적(分步驟) 해결이라는 컨센서스 형성
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적시에 대화를 재개하고, 중국과
미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서 정치 대화와 상호 신뢰 증진을 알선할 수 있
다”고 설명.
- 왕후이야오(王煇耀) CCG 이사장은 1월 7일 환구시보 기고문에서도 “주요
7개국(G7)에 중국·러시아·인도를 포함한 G10이 참가하는 백신정상회담
개최, 미·중 기후 위기 협력, 미·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CPTPP)’ 동시 가입, 북핵 4자 회담 개최”를 ‘미·중 협력 재개
를 위한 4대 돌파구’로 제시.21)
❍ 조셉 윤(Joseph Y. Yun)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020년 12월 21일
<한겨레> 신문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19) 『연합뉴스』, 2021. 3. 21.; 김도균, “"미국도 중국도 강요 않는데, 언론이 미국편을 강요": [인터
뷰]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다자주의 초월적 외교로 신냉전 막아야",” 『오마이뉴스』, 2021.
4. 12.
20) 신경진, “바이든 시대, 中에 ‘양날의 칼’…‘최악 시나리오는 대결 제도화’,” 『중앙일보』,
2021. 1. 23.
21) 신경진, “중국 ‘화웨이-구글 서로 풀고, 북핵 4자 회담 열자’,” 『중앙일보』,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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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시킨 남·북·미·중 4자 회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진행 △스몰딜에서 시작해 빅딜로
가는 군축 타입의 단계적 접근 △한국·중국의 역할을 키운 4자 회담 등을
제시하면서 “바이든 팀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함.
- 그는 또한 “북한이 당장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축
타입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들도 나온다. 군축 방식이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핵·미사일 시험 동결로 시작해서 핵
물질 시설 제한 등 단계적으로, 작은 합의(스몰 딜)를 해서 더 큰 합의로
가자는 의미다. 또한 중국이나 한국에 훨씬 더 큰 역할을 줘서 (남·북·
미·중) 4자 회담 같은 다자외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바이든
팀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
- 조셉 윤은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북핵 문제를 미국 혼자서는 해결 못 한다. 미국은
중국을 참여시키면 북한 문제에서 더 큰 채찍과 당근을 갖게 된다. 중국도
북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을 강조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이 중
국의 참여를 원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못 해도 중국은 북한에 ‘이게 최
선’이라며 설득할 수 있다.”라고 대답.22)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올해 1월 <한겨레> 기고를 통해 남·북·미·중
4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
- 그는 기고문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중 관계는 가까
워졌고, 남북관계는 멀어졌으며, 북한의 대미 요구는 강경해졌다. 달라진
질서를 고려하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구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구상하는 다자적
접근에 중국을 참여시켜, 한반도를 미-중 대결의 완충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시작할 때다.”라고 주장.23)
❍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과 마크
리퍼트(Mark William Lippert) 전 주한대사는 북핵 6자회담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임.
22) 황준범, “조셉 윤 “바이든 정부, 중국 포함한 북핵 4자회담 검토해야”,” 『한겨레』, 2021. 1.
4.
23) 김연철, “[특별기고] 바이든 시대, 남·북·미·중 4자 회담 시작할 때,” 『한겨레』, 2021. 1. 2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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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
관과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지내고, 국가정보국(DNI)과 중앙정보국(CIA)
에 근무하는 등 40년 가까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사일러 담당관
은 올해 1월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방식’이 북한 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
- 그는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을 이해 관계자로 유지하고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할 수 있으며 때때로 6자회담에서 유용한 작용을 하는 러시아를 지렛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
- 사일러는 또한 “북한이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
램이 북미 간의 문제라는 한국 내 어떤 망상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24)
- 이번 토론회를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도 사일러 담당관의 6자회
담 관련 언급에 대해 “다자화는 동맹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또 다른 장점
도 있다”고 거듦.25)
❍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6자회담 재개
에 긍정적 입장
- 디트라니는 올해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
성명을 도출하는 등 성공 사례가 있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
문제에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대화가 재개된다면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접근으로 점차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만을 원하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미국의 회담 주도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당사국들의 견해가 반영되고 개방
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한 양자회담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임.
❍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도 최근
‘38 노스’ 기고문에서 북핵 6자회담의 필요성 지적.
-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1단계 협정이 다자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미국과 북한이 핵심 주역이 되기는 하겠지만, 남한과 중국뿐
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도 협상과 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
야 한다고 지적.26)

北

24) 류지복, “미
전문가 "북한의 외교적 관여는 핵프로그램 진전 위한 것",” 『연합뉴스』, 2021.
1. 23.
25) 하지만 같은 날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재개 가능성을 낮
게 평가. 이재준, “美 정보당국자 "북핵 해결에 6자회담 등 다자 방식 추진 가능,"” 『뉴시스』,
2021. 1. 23.
26) Robert Einhorn,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Key Choices Facing the Biden
Administration,” 38 North, Mar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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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최근에 발간한 저서에서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구도 아래서 한국이 ‘초월적 외교’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동북아 6자 안보정
상회담의 제도화’를 제안
- 문 이사장은 이는 남북을 포함하여 미․중․일․러의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중 분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자안보협력질서에
기초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 거너넌스를 만들어가는 방안이라고 설명27)

3. 북한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점진적 접근
❍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기 때
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미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접근법이 유효한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 워싱턴 D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
구소 한국 석좌는 올해 2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핵 문제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
지 않았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없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
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28)
-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북한 비핵화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 자체를 거부할 것.
- 그리고 중국도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중국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데 협조하기 어려울 것

27)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토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서울: 청림출판, 2021),
294~297쪽 참조.
28)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1693&Newsnumb=2021021169
3 (accessed: April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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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김정일의 뇌혈관계 이상이 외부세계에 알려진 후 한국에서 북한
급변사태론이 급속히 확산되자 최고위급 탈북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당시 김정일 이후의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펴도록 해야
지 섣불리 자유민주화까지 요구하면 중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힘으로 덩샤오핑(鄧小平)식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결
국 자유민주체제로 바뀌어 남한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29)
❍ 현실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와 ICBM이라는 위협적 무기들을 가진
북한을 단기간 내에 민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확대까지 기대하기는 난망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사회적 자유의 증대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
북한 주민들도 중국이나 베트남 국민처럼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해외를 여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북한 방문에 개방적 태도를 가지게 하
고, 종교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소련과 동유럽의 민주화도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화와 개혁 이후 주민들
의 경제적, 사회적 자유가 증가하면서 가능해진 것
❍ 미국과 북한은 아직도 적대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면에 나서
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
책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간주할 것
따라서 미국은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지속적
으로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
그렇게 해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부정
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한국에서 19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1979년까지 장기 집권한 박정희 대통
령도 독재자였지만 그의 집권 시기에 한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
에 한국의 국민들 다수가 그를 여전히 존경
따라서 한 지도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가 민주적인 지도자인가 독재자
인가가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중요
❍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확산되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도 김정일 시대에 비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29) 『연합뉴스』, 200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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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그러므로 김정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의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4.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 한국의 국회가 지난 해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자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비난
- 빅터 차는 국내 한 언론에의 기고문을 통해 “인권 활동을 ‘심리전 수단’
이라 한 것은 부적절한 용어를 쓴 것”이라고 주장. 그리고 “북한동포들
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국인들의 지지를 침묵시키려 한 것은 ‘자멸정
책’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30)
- 정 박(Jung H. Pak)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
보에 임명되기 전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
서에 포함된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란 글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대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反)북한 연설이
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비판
- 그리고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조용히 시키려는
문의 시도는 사실 김(정은)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보다는 한국이 자기 요구에 따르도록 강압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31)
❍ 그런데 빅터 차나 정 박의 비판 모두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살포하는 대북
전단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북관계와 북미협상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들
- 빅터 차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이 ‘심리전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정은을 ‘위선자’, ‘악마’, ‘인간백정’으로
묘사하면서 정권 타도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선동하는 전단이 ‘심
리전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
- 정 박은 한국 의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채택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보다는 남한을 길들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탈북자
30) 『조선일보』, 2020. 12. 28.
31) Jung H. Pak, “North Korea’s long shadow on South Korea’s democracy,”
https://www.brookings.edu/articles/north-koreas-long-shadow-on-south-koreas-democrac
y/ (accessed: April 4,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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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군부와 지도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오
게 하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
<사진>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출처: 『연합뉴스』, 2020. 6. 4.

출처: 『연합뉴스』, 2020. 6. 4.

❍ 2008년 8월 김정일의 와병 이후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당시 한미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함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경색을 가져
온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
- 당시 이명박 정부도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려 했으나
관련 입법이 없어 결국 통제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음32)
- 현재의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과거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정책처럼 ‘접촉
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추구
❍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유일
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방법에 비해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방법이라는 점도
미 행정부는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탈북자 단체들이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해 주민의 봉기를 선동하는 자극적
인 전단을 보내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호기심으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
32) “정부, 민간의 대북 삐라살포 `고민',” 『연합뉴스』,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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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 들은 USB를 장마당 등에서 비밀리에 구입해 돌려봄
- 그리고 남한사회를 동경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
- 그런데 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호기심에 의해 남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남북관계나 미북 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반면에 대북 전단은 정보 유입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노골적으로 북한정권
을 흔들어놓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부와 지도부를 자극
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중장기적으로는 미북 협상과 대화에 부정적으
로 작용
❍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곧 ‘지옥’은
아님
- 그런데 북한을 ‘지옥’처럼 묘사하는 일부 탈북자들의 과장 또는 허
위 주장에 의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의 압제에
서 해방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을 ‘지옥’으로
묘사하는 일부 탈북민들의 ‘증언’이 북한 실상과 큰 거리가 있음을
보여줌
-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해 2013년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1.7%
-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김정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55.7%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게 나옴
-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의 지지도는 2014년 조사에서는 64.4%,
2015년 조사에서는 58.1%, 2016년 조사에서는 63%, 2017년 조사에서
는 62.9%, 2018년 조사에서는 73.4%, 2019년 조사에서는 71.6%로 약간
의 변동은 있기는 했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결과 평균
60% 이상,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을 유지33)
- 김정일 사망 직후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가지 못
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 같은 예상과는 반대로 김정은은 주민들
로부터 그의 부친 김정일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임

33)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108~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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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
은 스탈린식 절대권력을 보유
- 북한이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과 해외여행까지도 철저히 통제하는 중
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남한과의 경제발전 격
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
-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훨씬 철저하
게 주민을 통제하고 공포정치에 계속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독재를 하고, 군사적으로는 지속적인 핵개발로 한국
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주민생활의 향상에 큰 관심을 갖고
경제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중국식 경제개혁 사례를 연구하게 하고, 시
장을 확대하며, 기업과 협동농장에 더욱 큰 자율성을 부여하며, 건설
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신흥자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
민들의 사적 소유 제한을 완화하며,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면서 김정
일 시대에 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둠
-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들도 증가
하고 경제 분야에서 이들의 영향력도 증가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국영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체제(hybride
system)로 전환되고 있음.34)

34) Koen, Vincent and Jinwoan Beom, “North Korea: The last transition econom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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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 한국과 미국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상의 거리와 언어상의 차이 때문
에 정부 간에 많은 소통의 문제가 발생
- 미국에게는 북한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유일한 목표라면 한국에게 있어서
는 그것 외에도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화해라는 목표들이 존재
-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더라도 접근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하나는 워싱
턴 DC에 북한 로동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가진 한반
도 전문가들이 매우 드물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아 대북 강경론이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엘리트들에게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한 김정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할 때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
서의 경제적 자유와 경쟁의 확대, 정보공개의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인권 상황에 대한 한미 정보공유
를 확대하고 양국 싱크탱크와 학자들 간의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것
이 바람직함.
❍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불신이 크고 현재는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
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다시 중재 역할을 시도한다면 그런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폭군’, ‘도
살자’ 그리고 ‘폭력배’라고 부를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므로 처음
부터 미․북 정상회담을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미국 워싱턴 DC의 영향력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 대부분이 김정은과 북한
을 악마화해서 보는 것처럼 민주당측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라
보는 시각도 그와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선동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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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참함으로써 민주당 인사들의 트럼프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강화됨
-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시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간에 긴장완화는 이루
어졌으나 당시 미 행정부가 점진적 접근과 동시행동 원칙을 거부하고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그 이상의 진전을 거두지 못
했으며 오히려 북한은 더욱 위협적인 핵능력을 가지게 되었음
-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
부 인사들의 비판에 공감을 표하면서 현실적이고 정교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을 상대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은 김정은
이 정치적으로는 스탈린주의적 독재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확대
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과거에 중국에서 수입해온 상품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는 국산화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으며 신흥 자본가들과 공존
하면서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
- 따라서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물론 북한경제가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는 데에는 중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
과 유류 지원 등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영향력
이 있는 중국이 참가하는 미국․중국․남북한의 4자회담이나 일본과 러시아
까지 포함하는 6자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매년 10% 정도씩 감축하는 단계적 핵감축 방안
과 상응하는 제재완화의 병행, 핵감축이 일정 정도 진행되었을 때 미북 관
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런데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의 실패 시 북한의 전략무기 위
협에 한미일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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